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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C system is still unexploited in public distribution
systems. As the weight of cost efficiency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of distribution network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utilization of distributed generation, there will be demand for
novel distribution techniques. The utilization of the Low Voltage DC
(LVDC) distribution system opens new possibilities for network
development. This paper presents analysis of steady state and
transient st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ole in LVDC distribution
system.

1. 서    론

초기의 전력시장은 직류 시스템과 교류 시스템의 채택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변압기의 발명 이후, 손쉬운 전압변성을 통해 효율적인
장거리 전력 전달이 가능해지면서 교류 방식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최
근 산업 발달로 인하여 전력 수요의 증가하였고 전력 공급 안정성의 확
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전력공급과 높은 효율을 위한 저
압직류 배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교류 배전 계통의 결
선방식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경우 양
극, 음극, 중성선의 결선을 통해 극 수에 따라 계통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계통에 대한 특성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특징을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로 구분하여 회로 분석을 수행하고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특
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극 수에 따른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분류

저압직류 배전계통은 극 수에 따라 단극성과 양극성으로 구분되며 각
계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단극성
그림 1은 단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회로도이다. 단극성은 2개의 상
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동일한 한 크기
의 전압을 부하에 공급한다.

<그림 1> 단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회로도

  2.2 양극성
양극성은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상도체와 중성도체로 구성된다. 부하
는 하나의 상도체와 중성도체 간 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도체 간에
연결하여 다양한 레벨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양극성 계통의 특징으
로는 각 극에 연결된 부하량에 따라 불평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2].

<그림 2> 양극성 직류 배전계통의 회로도

  3.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정상상태 특성 분석

  3.1 단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
그림 3은 정상상태에서의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단극성 회로도이다. 옴
의 법칙을 사용하여 부하 전압(), 소모전력()을 식 (1)과 식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2)

<그림 3> 정상상태에서의 단극성 회로도

  3.2 양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
그림 4는 정상상태에서의 양극성 회로도이다. 양극성 저압직류 배전계
통에서는 각 극에 연결된 부하량에 따라 평형상태 또는 불평형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 정상상태에서의 양극성 회로도

3.2.1 평형상태
부하량이 평형상태인 경우(  ) 각 상에 생성되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성선 전류( )는 0[A]가 되므로 중성선 전위가 0[V]

로 유지된다. 각 상에 연결된 부하의 전력은 다음 식 (3)과 식 (4)로 나
타난다.

 

 


(3)

 

 


(4)

그 결과, 중성선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전압강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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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불평형 상태
부하량이 불평형 상태인 경우(> )에는 중성선 전류( )가

발생한다. 중성선 전류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중성선 전류로 인해 나타나는 중성선의 전압강하( )는 식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6)

이 때, 각 상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식 (7)과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7)

 

 
(8)

이를 통해 분자와 분모의 비교를 통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저항이 작은 극에 더 큰 전류가 발생된다. 또한, 중성선 전류( )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위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하량이 높은 극의 전압 강
하를 심화시킨다[3]. 각 상의 부하에서 발생하는 소비전력은 식 (9)와 식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9)

 

  


(10)

중성선 전류의 발생에 따른 전력 손실에 의하여 각 상의 부하에서 발
생하는 소비전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식 (9)와 식 (10)을 비교해본 결과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정상상태 특성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회로분석을 통해 단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과 양극성 저
압직류 배전계통에 대한 정상상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양극성
은 두 개의 극으로 구성되어 평형상태 시에 단극성보다 2배 이상의 송
전용량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하 불평형이 발생하면 송전용량
이 감소하고 중성선 전압강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과도상태 특성 분석

  4.1 단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Pole-to-Ground(PTG) 고장
그림 5는 PTG 고장 시 단극성 계통의 회로도이다. 고장저항에 대한
조건은 >으로 가정하였다. 고장저항()과 부하저항()에 흐

르는 전류를 구하면 식 (11)과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11)

 

  
(12)

고장저항()이 부하저항()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하보다 고

장이 발생한 곳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극성 계통의 PTG 고장 시에는 전원단자 근처에 있는 차단기를 동작
시켜야 한다.

<그림 5> PTG 고장 시 단극성 계통의 회로도

  4.2 양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Pole-to-Ground(PTG) 고장
그림 6은 양극성 계통에서 PTG 고장 발생 시의 회로도이다. 양극성

회로에서 (+)극 도체에 PTG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장 저항에 대한 조건은 >이다. 각 상에 흐르는 전류와 고장전

류는 식 (13), 식 (14), 식 (15)로 나타낼 수 있다.

 


(13)

 


(14)

 

 
(15)

식 (13), 식 (14), 식 (15)를 비교한 결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PTG 고장이 발생한 (+)극에서 부하보다 고장이
발생한 곳으로 높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PTG 고
장이 발생하지 않은 (-)극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서, 양극성
PTG 고장 시에는 PTG 고장이 발생한 극의 차단기만 작동시키면 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PTG 고장 시 양극성 계통의 회로도

  4.3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과도상태 특성 분석 결과
단극성 PTG 고장의 경우에는 전체 회로를 차단해야 하지만, 양극성
PTG 고장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극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
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한 극만 차단하면 된다. 양극성은 단극성에 비해
차단기를 두개의 극 모두에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지만,
PTG 고장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극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
하므로 신뢰성 및 가용률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정상상태 및 과도
상태 특성 분석을 하였으며, 각각의 회로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저압직
류 배전계통의 극 수에 따른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단극성보다 양극성이 계통의 구성형태가 복잡하지만 송전용량, 신
뢰성, 가용률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에는 양극성 저압직류 배전계통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한 부하 평형 및 불평형 상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계통 내 고장
발생 시 고장 발생 극의 검출 및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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